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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available literature showed that in the last few decade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thermoplastic vulcanizates (TPVs). TPVs are the second largest group of soft thermoplastic elastomers

(TPEs) after styrene-based block copolymers, and offer a wide range of potential and proven applications, including in

mechanical rubber goods, under-the-hood applications in the automotive field, industrial hose applications, electrical appli-

cations, consumer goods, and soft touch applications. Over the last two decades, TPVs have shown a strong and steady mar-

ket growth (~12% per year). Commercialized TPVs are commonly based on blends of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EPDM) rubber and polypropylene (PP), and to a lesser extent on combinations of butyl or nitrile rubber with PP. EPDM/

PP TPVs are characterized by finely dispersed crosslinked EPDM rubber particles (particles size varying between 0.5 and

2.0 µm) distributed in a continuous thermoplastic PP matrix. If the rubber particles of such a blend are small enough and

if they are vulcanized well enough, then the properties of the blend are generally improved. This review article introduces

various topics and aspects relevant to EPDM/PP TPVs. The development of TPVs, the use of various types of crosslinking

systems and co-agents as crosslinking agents for PP/EPDM blends, the morphology and rheology of TPVs, and their typical

end-use applications are also reviewed.

Keywords: elastomers, ethylene propylene diene M-class (EPDM), polypropylene, thermoplastic elastomers, thermoplastic

vulcanizates, technology trend, review

Introduction

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문제이다. 열경화성 합성고무는 타이

어, 창문 봉지, 엔진 마운트, 호스, 베어링 등 많은 용도로 사

용되고 있다. 사용 후 이 제품들은 분리하여 폐기하기 마련이

다. 폐기된 합성고무를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원가 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일이며, 이

를 위해서는 순수 원료를 대신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 합성고무 컴파운드의 성형 거동 개선이 필요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요약하여 보겠다.

(1) 환경 보호 문제. 합성고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

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버려진 오래된 타이어는 질병 및 뇌

염,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모기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 또한, 타이어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환경에 매

우 해로운 유독가스를 유발하게 된다. 

(2) 에너지 보존 문제. 합성고무 제품에 사용되는 고분자와

화학 제품은 대부분 석유로부터 유래한다. 예를 들어 합성고

무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의 70% 이상이 석유유래 제

품이다. 또한, 폐기 합성고무는 킬로그램당 약 33,000 kJ나 되

는 산업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의 발열량 값을 보이

는 고부가가치 연료이다.

(3) 순수 합성고무와 함께 혹은 대신해서 재사용하는 문제.

폐기된 합성고무를 재활용하면 여러 산업적 합성고무 제품에

순수 합성고무를 대신하여 혹은 일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쇄시킨 합성고무는 아스팔트와 어린이 놀

이터에 사용할 수 있다. 

(4) 비용 절감 및 합성고무 컴파운드 성형거동 개선 문제.

현실을 직시하면 재활용 폐기물 합성고무의 재활용, 특히

새로운 합성고무 제품에 재활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Corresponding author E-mail: ilki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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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해 과정을 개발하여 폐기 합성고무의 성질을 개선

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합성고무 재활용 기술이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폐기 합성고무를 순수 합성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발

현하게 하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

일지도 모른다.

열경화성 합성고무를 대신하여 열가소성 탄성체(thermo-

plastic elastomer, TPE)를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TPE는 일반적으로 용융상태에서는 소성

재료의 특성을 보이고, 고체 상태에서는 가교 고무와 같은 기

계 탄성을 보인다. TPE는 크게 블록 공중합체 형과 블렌드 형

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블록 공중합체 형 TPE는 스티

렌-부타디엔-스티렌(SBS) 혹은 스티렌-에틸렌-부틸렌-스티렌

(SEBS) 등과 같은 연성을 보이는 삼중블록 공중합체와 열가

소성 폴리우레탄(TPU), 열가소성 폴리에테르에스테르(TPEE),

열가소성 폴리아미드와 같은 경성을 보이는 다중블록 공중합

체가 있다. 블렌드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특히 올레핀계 고분

자를 블렌드한 것(TPO)과 동적 가교를 시킨 제품이 있다. 폴

리프로필렌(PP)/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고무(EPDM) 블렌드의

경우 컴파운딩 과정에서 EPDM을 선택적으로 부분 혹은 완

전 가교시켜 제조함으로써 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와 같

은 특수 블렌드 시스템을 열가소성 동적 가교제품(thermoplastic

(dynamic) vulcanizate, TPV)이라 부른다. 

블록 공중합체 형 TPE는 상분리가 일어나는 공중합체이다.

열역학적으로 섞일 수 없어 불균일상으로 존재하는 연질의 상

과 경질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 또는 비정형 경질 부

분이 연질 매트릭스에서 열적 가역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고

온에서 이 경질 부분은 용융되어 열가소성의 거동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형에 사용되는 전통적

인 성형법을 적용하여 성형할 수 있다. TPO와 TPV는 탄성체

와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블렌드한 것이다. 다만 TPV는 컴파

운딩 과정에서 탄성체를 선택적으로 동적 가교시켜 분산시키

는 것이 단순히 블렌드한 TPO와 차이가 난다. 선택적인 가교

결과로 TPV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매트릭스(연속상)에 가교

된 고무가 잘게 분산된(분산상) 몰폴러지를 갖게 된다. 열가

소성 연속상으로 인해 압출, 사출 성형, 중공성형, 진공성형 및

캘린더 성형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로 성형할 수 있게 된다.

TPE 블렌드는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상업적 관심

의 집중 대상이 되는 것은 ethylene propylene diene M-class/

polypropylene (EPDM/PP) 기초 TPV이다. 이 고분자 쌍은 계

면 장력이 낮아 상용화제 등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밀

하게 조절된 블렌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

술의 발전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EPDM/PP 기반 TPV는 EPDM 주쇄가 모두 포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뛰어난 내열성, 내오존성을 보이며, 연속상인 PP의 용

융온도가 높고 결정성이 크기 때문에 내열성과 내유성을 담

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화된 TPV에는 가공 성을 개

선하고, 경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의 석유 유래 오일이 함

유되어 있다.

향상된 물성, 낮은 생산 비용 및 스크랩 재활용 가능성을 무

기로 TPV는 고무 시장에서 TPE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특히 TPV는 자동차에서 PVC 및 열경화성 합성고무를 대

체하여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트, 멜로우즈, 트림, 연

료씰 및 공조시스템과 같은 자동차 외장과 에어백 커버, 대시

보드 호일과 같은 내장 부품 등에 EPDM/PP TPV의 사용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PV 제품은 건축

및 건설(문 및 창 프로파일, 지붕 판금 등), 전자 및 전기(케

이블, 와이어 절연제 등), 소비재(여러 종류 도구와 장비의 그

립) 등은 물론 의료 및 음식(플라스크 및 주사기 플런저용 스

톱퍼)에 까지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보문에서는 EPDM/PP 기반 TPV를 중심으로 TPV의 제

조방법, 물성 및 응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실 EPDM/PP

TPV를 제조하는 방법에도 컴파운딩하는 과정에서 EPDM을

선택적으로 가교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제조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제조법에 따라 상분리 현상이 영향을 받아 다

양한 물성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인 PP와 EPDM

및 여러 가지 첨가제가 함께 컴파운딩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

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물성을

보이는 최종 제품을 제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보문에

서는 EPDM/PP TPV 제조과정에 수반되는 화학과 물리 현상

을 재조명함으로써 관련 연구자와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Results and Discussion

1. TPV개발 약사와 종류

동적 가교공정은 1962년에 Gessler가 처음으로 원천기술화

하였다.2 가교된 고무 기반 열가소성 조성에 근거한 첫 제품

은 1972년에 시장에 나왔다. 이는 W. K. Fisher가 과산화수소

를 사용하여 EPDM/PP의 EPDM 상을 부분적으로 가교시켜

개발한 것이다.3 Fisher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제한 하여 가교

도를 제어함으로써 제품이 열가소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블렌드의 물성은 1978년 Coran, Das 및 Patel에 의해 크

게 개선되었다.4 동적 전단력을 사용하여 고무상을 완전 가교

시키면서도 제품의 소성 성질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

이다. 이 블렌드 기술은 Abdou-Sabet과 Fath5에 의해 더욱 발

전되었는데 이들은 과산화물 대신에 페놀 수지를 사용하여 고

무상을 가교시킴으로써 고무 탄성과 용융(성형) 특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동적 가교 TPE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1980년대 초반

Coran과 Patel에 의해 이루어졌다.6 여러 가지 유형의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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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무를 함유하는 다양한 열가소성 TPV가 제조되었다. 고

무로는 부틸 고무, EPDM, 천연 고무, 부타디엔 고무,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아크릴 고무, 염화폴

리에틸렌, 클로로프렌 고무, 니트릴 고무 등이 있으며, 사용된

열가소성 고분자로는 PP,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

트 (PBT), 폴리아미드(PA)와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이 사용

되었다. 

대부분의 블렌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상용성이 없어 상용

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상용화단계가 필요하기 때문

에 이들 중 몇 가지만 상용화되었다. 사실 TPV는 스티렌 기

반 블록 공중 합체 다음으로 연성 열가소성 탄성체 시장에서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TPV 중에서는 EPDM/PP 기

반 TPV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부틸 고무, 천연고무

또는 니트릴 고무를 PP와 조합한 제품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이들 블렌드 시스템은 Shore A의 경도가 40~90인 범위에서

가교 합성고무와 유사한 물성을 보이 때문에 시장이 매년 약

12%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PP/EPDM TPV 제조사로는 Advanced Elastomer

Systems (ExxonMobil), Teknor Apex (Sarlink®), Softer SpA

(Forprene®), Himont (Dutralene®), Mitsui (Milastomer®)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화승, 현대이

피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경도가 광범위한 전범위의 그레이

드는 PP/EPDM 비율과 첨가 오일의 양을 조절하여 생산할 수

있다.

2. EPDM/PP TPV의 일반적 제조 방법

고분자 블렌드는 일반적으로 용융 혼련, 용액 블렌드 혹은

라텍스 블렌등에 의해 제조된다. TPV는 이 중에서 용융 혼련

방법으로 제조된다. 원료의 혼합을 위한 압출기와 동적 가교

를 위해 L/D 비가 큰 공 회전 이축 스크류 압출기를 연속으

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연구를 위한

배치 공정에서는 내부 혼련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성 조성의 TPV를 생산하는 데는 동적 가교시스템이 적

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무의 양이 증가하면 가교도가 높아

져 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

로 토출을 어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까지도 한다. 따라서

연성을 보이면서도 토출이 용이한 열가소성 탄성체 조성을 위

해서는 공정 변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EPDM/

PP 기반 TPV를 공 회전 이축 스크류 압출기를 이용하여 제

조하는 공정에서 혼련 전단속도가 최소한 2000 s−1이고 연속

상인 열가소성 고분자, 즉 PP가 용융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

록 170~230°C로 조절하여야 한다.7 더 바람직한 동적 가교를

전단 속도는 2500~7500 s−1의 범위이다. 이 경우 가교는 20~

60초 내에 완결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TPV는 높은

인장강도와 큰 신율 등 인장 성질이 우수하며 성형성도 우수

하다.8,9

3. EPDM/PP TPV의 가교 시스템

EPDM/PP 블렌드에서 EPDM을 선택적으로 가교시키기 위

해 개발된 가교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조제와

과산화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활성 페놀-포름알데하이드 수지

(레졸 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나 백금

촉매 하에서 하이드로실록산을 사용하는 방법, 비닐트리에톡

시실록산/수분 혼합물을 사용하는 방법, 촉매를 이용한 퀴논

디옥심과 비스티올 공정도 연구되었다.10 최근에는 benzene-

1,3-bis(sulfonyl)azide와 같은 특수한 가교제가 개발되기도 하

였다.11 설포닐아자이드기가 탄성체상을 가교시키는 효율적

인 가교제 역할을 하고, 탄성체와 소성상의 커플링제 역할도

함을 알아냈다. 가교제는 가교 속도, 최종 가교밀도, 형성된 가

교의 열안정도, 안전성, 사용되는 재료의 건강 및 환경적 적

합도, 가격 등을 고려하고, 최종 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여 선

택하여야 한다.10

3.1. 과산화물 가교시스템

과산화물에 의한 가교 탄성체는 1915년 Ostromyslenski가

천연 고무를 디벤조일 퍼옥사이드와 반응시켜 가교 고분자를

처음으로 제조하면서 알려졌다.12 그러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과산화물 가교공정은 1950년대 후반 디큐밀 퍼옥사이드가 도

입된 후에 등장하였다.13 이 후 여러 가지 과산화물계가 개발

되어 종래의 과산화물이 갖고 있던 열안정성, 가교효율, 취급

및 안전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사실 일반적인 고분자의 과산화물 가교반응 기전은 열경화

성 합성고무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황 가교에 비하여 복잡

Figure 1. Plausible crosslinking reaction mechanism and possible

sid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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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유기계 과산화물에 의한 고분자의 가교는 3단계로

연속해서 일어난다(Figure 1).14 첫번째 단계에서 과산화물이

균등 분해되어 유리 라디칼이 발생된다. 이 반응은 전체 반응

에서 율속단계에 해당되는 반응이다. 두번째 단계에서 이 유

리 라디칼이 고분자 사슬에 있는 수소 원자를 탈리시키면 과

산화물의 라디칼은 안정화되고 고분자 사슬에 라디칼이 발생

된다. 최종 단계에서 고분자 사슬에 있는 두 개의 유리 라디

칼이 조합되어 탄소-탄소 가교가 형성된다. 가교 과정에서 불

균일화 반응과 베타탄소 절단반응과 같은 원하지 않는 부반

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불포화기를 함유하고 있는 EPDM에는 Figure 2에

나타냈듯이 과산화물이 균등 분해되어 발생된 유리 라디칼이

공격할 수 있는 자리가 프로필렌 단위의 3차 탄소와 제 3단

량체인 5-ethylidene-2-norbonene(ENB)에 있는 2중결합의 알

릴 위치 등 여러 곳이 있어 기전이 훨씬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다. 3차 탄소에 발생한 라디칼(알킬 라디칼)과 ENB에서 발

생한 라디칼(알릴 라디칼)이 재조합 하는 가교가 일어날 수 있

고, 알킬 라디칼과 알릴 라디칼에 다른 EPDM이 첨가되는 수

소 전이 반응에 의해 가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EPDM/

PP TPV에서는 연속상인 PP에 존재하는 3차 탄소와의 반응

도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TPV계를 젤화시킬 가능성

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산상인 EPDM 매

트릭스에서 가교시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컴파운딩 조

건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가교시스템의 가교 효율과 선

택성을 좌우하는 인자의 하나가 과산화물의 종류이다. 특히

TPV 시스템에서는 컴파운딩 과정에서 가교가 일어나게 되므

로 이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과산화물은 화학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디알킬 과산화물, 알킬-아

랄킬 과산화물, 디아랄킬 과산화물, 과산화 케탈류, 과산화 에

Figure 2. Proposed crosslinking reactions of EPDM by per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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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류 등이 대표적이다. 디알킬 과산화물이 열적으로 가장

안정하지만 과산화 에스터류는 반대로 열안정성이 현저히 떨

어진다. 따라서 이들 과산화물을 TPV시스템에 응용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 

황 가교와 비교하여 과산화물 가교가 우수한 면도 많이 있

지만 불리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리한 점의 예로서 과

산화물 가교는 가교 조건에서 산소에 민감하고, TPV 시스템

에 함께 첨가하는 첨가제인 익스텐더유, 산화방지제, 산성 충

진제나 클레이 등과 반응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무를 활

가교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과산화물에 의해 가교된 고무 제

품의 경우 인장 물성이 15% 정도 떨어진다. 많은 경우 가교

효율(성장과 억제의 조합)은 온도에 대단히 민감하며, 경우에

따라서 고약한 냄새가 발생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후 가교

가 필요할 수도 있다.

PP/EPDM블렌드를 과산화물로 가교하는 경우 과산화물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자유 라디칼이 PP 매트릭스를 공격하여

β-절단반응이 일어나는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Figure

1에 나타냈듯이 하나의 2차 탄소를 사이에 두고 PP 사슬의 두

개의 3차탄소에서 이 반응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블렌드의 EPDM 상에서는 과산화물에 의해 가교 반

응이 진행된다(Figure 2). EPDM의 과산화 물 가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제 3 간량체의 종류와 양, 에틸

렌/프로필렌 비율, 단량체의 분포, 고분자의 분자량 및 분자

량 분포 등이다. 예를 들어, 에틸렌/프로필렌 비율이 높을수

록 EPDM 가교밀도는 높아진다. EPDM의 제 3단량체로는 여

러 가지 디엔류가 사용될 수 있으나, methylene-norbornene과

ENB가 과산화물 가교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V의 가교밀도는 과산화물에 첨가제를 도입하면 크게 개선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프로필렌이 주성분인 EPDM에서 발생할 수 있는 β-절단반

응에 의한 분해반응도 적절한 첨가제로 낮출 수 있고, 결과적

으로 가교 밀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첨가제는 기

본적으로 다가의 반응성 화합물로 대개의 경우 다가 알릴기

가 사용된다. 첨가제와 반응이 큰 3차 탄소의 매크로래디컬이

빠르게 반응하여 불필요한 부반응인 β-절단반응과 불균등화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성의 첨가제도 비극

성의 EPDM 매트릭스에 분산되지 않아 과산화물이 분해되자

마자 첨가제 도메인에서 유리 래디컬 첨가와 고리 중합반응

이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가교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요약하면

적절한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열노화, 탄성율, 인장 및 인열

강도, 경도, 영구압축 줄음율, 내마모성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첨가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

째 유형은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비스말레이미드 등

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가교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들에는 알

릴 수소가 없고 쉽게 반응하는 불포화기를 함유하고 있어 주

로 첨가반응이 일어난다. 두 번째 종류의 예로 트리알릴 시아

뉴레이트, 트리알릴 아이소시아뉴레이트, 트리알릴 인산 염,

디비닐 벤젠(DVB) 및 소량의 유황 등이 있다. 첫 번째 종류

의 첨가제와 달리 두 번째 유형 첨가제의 공통점은 대부분 모

Table 2. Properties of EPDM/PP TPV Depending on Chemical Composition and Molecular Weight Characteristics.

Feature High Low

Ethylene content

Green strength↑

Extrusion melt viscosity at high temperature↑

Tensile strength↑ , Modulus↑

Low price

High speed mixing

Low temperature flexibility↑

Hardness↓ , Modulus↓

Easy calendaring and milling

Diene (ENB) content

Crosslinking degree and rate↑

Versatility↑

Low compression set

Hardness↑

Scorthc resistance↑

Thermal stability↑

Hardness↓ , Modulus↓

Molecular weight

Tensile and tear strength↑ , Modulus↑, Low compression set 

Need high oil content

Green strength↑

Fracture strength↑

High speed mixing

Extrusion rate↑

Easy calendaring

Low viscosity, Scorch resistance↑

MWD

Processability↑

Extrusion feed flexibility↑

Fracture strength↑

Easy calendaring and milling

Die swell↓

Extrusion rate↑

Crosslinking degree↑

Physical properties↑

Table 1. Typical Example of Composition to Produce EPDM/PP

TPV by Peroxide Mediated Crosslinking.

Compound Typical Example Composition (phr)

EPDM ENB > 5%; MW > 105 100

PP High melt index grade X

Extended oil Paraffin oil Y

Peroxide Dicumyl peroxide 3

Additive 1 Triallyl cyanurate 2.5

Additive 2 Q-Flex QDI 0.5

Antioxidant Irganox 1076 + Igafos 168 0.5



40 Jaehwa Lim et al. / Elastomers and Composites Vol. 52, No. 1, pp. 35-47 (March 2017)

두 쉽게 반응하는 비닐계 불포화기와 래디컬이 첨가될 수 있

는 자리, 많은 양의 알릴위치 수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첨

가반응이 주 반응이지만 수소 이탈반응도 상당히 많이 발생

된다. Table 1에 과산화물을 사용하여 EPDM/PP 블렌드 기반

TPV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성의 예를

나타냈다.

사용하는 EPDM은 대개 에틸렌이 50 wt% 이상으로 주성

분이고, ENB가 5 wt% 정도이고 나머지는 프로필렌 성분으

로 되어 있는 랜덤 삼원공중합체이다. 당연히 EPDM의 조성

과 분자량 및 분자량분포 등이 결과적으로 제조되는 EPDM/

PP TPV의 여러 가지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ble 2

에 에틸렌 함량과 디엔 함량 및 EPDM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가 EPDM/PP TPV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여 나

타냈다.

PP/EPDM 블렌드을 과산화물로 가교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장점을 요약하면 (i) 간단한 조성, (ii) 눌음 없이장시간 보관

가능, (iii) 역반응 없이 짧은 시간에 가교 가능, (iv) 포화/불포

화 고무 모두에 가교 가능, (v) TPV의 내열성 우수, (vi) 우수

한 고온 압축 줄음율(탄성 회복), (vii) 낮은 흡습성, (viii) 변

색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Figure 3. Crosslinking mechanism of EPDM by SnCl2-activated resols.



Revisit of Thermoplastic EPDM/PP Dynamic Vulcanizates 41

3.2. 페놀수지 가교시스템

합성 페놀 레졸 수지는 기계적 성질과 성형성이 우수하며

열적으로 안정한 가교를 창출시킬 수 있는 우수한 원료이다.16

알킬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축중합하면 페놀 단위가 디메틸

렌 에테르 브릿지를 통해 연결된다. 분자량이 낮은 EPDM 고

무를 레졸 수지로 가교시키는 화학은 Lattimer17와 van Duin18

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대개 수화 염화 주석과 산화 아연이

활성화제로 사용된다. Figure 3에 나타냈듯이 산성 염화주석

은 레졸의 디메틸올 에테르 연결고리를 절단시키는 활성화를

촉진시켜 벤질 양이온을 가진 단일 페놀단위를 발생시킨다.

벤질 양이온은 메틸렌 및 크로맨 가교를 통해 두 개의 EPDM

사슬을 연결한다. 여러 분광 분석에 의하면 ENB 함유 EPDM

에서는 메틸렌/크로맨 가교만 형성됨이 밝혀졌다.19 ENB가

디싸이클로펜타디엔, 1,4-헥사디엔 또는 비닐리덴 노보넨보

다 레졸에 대한 반응성이 우수함도 알려졌다. 잔여 ENB 불

포화도의 치환도가 높고, 따라서 중간체인 양이온의 안정도

가 크기 때문이다.16 레졸은 불포화가 없는 PP와 반응하지 않

는 점은 과산화물 가교의 경우와 큰 차이점이다.

레졸을 이용하여 제조한 EPDM/PP TPV는 영구압축 줄음

율, 내오일성, 성형성 등이 우수하다. 이와 같은 향상은 가교

상태에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아마도 고무 입자와 PP 매트

릭스 사이에서 그라프트 공중합체가 형성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디메틸올 옥틸페놀에 의해

PP가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것이 다시 EPDM과 반

응할 수 있다. 레졸은 많은 양의 디비닐 에테르 결합을 갖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결정성 폴리올레핀과 EPDM 블렌드에서

고무를 가교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페놀 수지로 가교된 TPV에는 종종 페인트된 표면에 얼룩

을 남긴다. 따라서 페놀 가교 TPV를 탄성체가 차체, 구조 모

울딩, 유리, 금속 라미네이트 등 페인트된 표면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탄성체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페놀수지

가교체를 사용 전에 에스테르화 하면 이 얼룩을 없앨 수 있

다. 페놀 수지로 가교된 TPV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의 하

나는 제조된 TPV체가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 상온에서도 습

기를 흡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형 전에 고온에서 장시간

건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Table 3에 페놀수지 가교시스템을 사용하여 EPDM/PP 블렌

드 기반 TPV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

성의 예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조성을 가지는 블렌드 시스템

에서 EPDM을 선택적으로 가교시키기 위해서는 원료의 투입

순서와 반응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상업적으로는 이축 스크

류 압출기에서 TPV를 제조하지만 TPV제조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롤러 모터를 장착한

배치형 혼련기에서 투입에 따른 토그와 용융물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Figure 4에 나타냈다.

그림의 첫번째와 두번째 토크 피이크는 각각 PP와 EPDM

(오일 함유)을 혼련기에 도입할 때 나타난다. 이 후 토크가 안

정화되는데 이는 PP가 완전히 용융되어 균질 EPDM/PP 블렌

드형성됨을 의미한다. 페놀 가교제를 토크가 갑자기 낮아지

는데 이는 점도가 낮은 용융 레졸과 염화주석이 블렌드를 둘

러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토크가 급격히 상승하여 가교

제를 도입한 지 약 85초 후에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가교

가 일어나 EPDM 상의 점성과 탄성에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 틀림없다. 계속하여 반응시간을 늘려가면 토크가 서서

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응시간에 따라 TPV 매

트릭스에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와 양에 따라 반응

시간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20

3.3. 실란 커플링 가교시스템

PP/EPDM 블렌드는 소량의 과산화물 존재 하에 실란 그라

프트를 통해서도 가교시킬 수 있다.21,22 Figure 4에 나타냈듯

Table 3. Typical Example of Composition to Produce EPDM/PP

TPV by Phenol Crosslinking System.

Compound Typical Example
Composition

 (phr)

EPDM ENB > 5%; MW > 105 100

PP High melt index grade X

Extended oil Paraffin oil Y

Resole Isooctylphenol-formaldehyde resin 5

Additive 1 SnCl2·2H2O 1.5

Additive 2 ZnO 1.8

Antioxidant Irganox 1076 0.5

Figure 4. Variations of torque and melt temperature induced by

the int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by reaction time in the

production of EPDM/PP TPV. Arrows are corresponding to the

time of introduction of each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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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저 비닐알콕시 실란이 EPDM/PP 매트릭스의 PP와 ENB

단위에 그라프트 시킨 후 이를 산촉매 하에서 수화시킨 후 가

수분해하면 실란을 연결고리로 하는 가교 결합이 여러 가지

형성될 수 있다. 대개 그라프팅과 축합 가교반응을 일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나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물과 산촉

매가 결부되어야 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반응이 전

개되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상업화된 EPDM/PP TPV의 예는

없다.

4. EPDM/PP TPV 몰폴러지

재료의 몰폴러지란 결정 형태, 크기와 배향, 도메인, 구성 분

자 및 경계의 구조, 결정도 등 초분자 규모의 구조이다. 고분

자 블렌드의 몰폴러지는 대개 블렌드의 구성 요소의 상이 공

간적 어떤 식으로 배열되나를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고

있다. 블렌드의 성질이 몰폴러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3,24 고분자 블렌드의 몰폴

러지는 주로 (i) 블렌드 구성 성분의 점도, (ii) 구성 성분의 조

성, (iii) 고분자 성분가의 계면 장력, (iv) 익스텐더, 안정제, 윤

활제 등과 같은 첨가제, (v) 전단속도, 온도, 성형에 사용되는

용융물 유동 특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25-28

EPDM/PP TPV는 단순한 블렌드가 아니고 컴파운딩 과정

에서 EPDM이 선택적으로 가교된다는 점에서 몰폴러지 전개

가 더욱 복잡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열가소

성 기술에서 보이는 우수한 탄성-기계 특성 및 가공성을 나타

Figure 5. Crosslinking mechanism of EPDM by silane graft and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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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해서 TPV는 열가소성 매트릭스에 잘 가교된 고무 입

자가 매우 정교하게 분산 된 몰폴러지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또한, PP와 EPDM 상간에 적절한 접착력을 도입함으로써

두 상간의 스트레스 전송이 쉽게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EPDM/PP 조성이 75/25, 심지어는 80/20에서

도 EPDM이 분산상이 됨이 밝혀졌다.29 TPV 몰폴러지는 주

사전자현미경(SEM), 역산란 모드(BSE) SEM, 에너지 분산 마

이크로분석 기술을 장착한 SEM으로 관찰할 수 있다. 후자의

기법으로 고무상에 농축된 알루미늄, 칼륨 등의 무기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투과전자현미경(TEM)도 TPV 몰폴러지를 관

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LVSEM, AFM, SEM

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기법으로 볼 수 없는 미세 구조를 자

세히 관찰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에 공부를 가장 일반적인 기술 되었다 있다. Figure 6에 SEM-

BSE와 TEM으로 관찰한 TPV 몰폴러지 이미지를 나타냈다.

단순 블렌드와 같이 TPV 몰폴러지도 조성, 각 구성 성분의

특성, 점도 및 탄성 비, 구성 성분간의 계면 장력 및 성형 조

건에 따라 달라진다. 고무 입자를 잘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블

렌드 구성 성분의 점도를 일치시키고, 표면 에너지를 근접하

게 조절하여야 한다. 동일한 에너지가 사용되면 성형을 배치

식 혼련기에서 하던 이축 스크류 압출기에서 하던 간에 동일

한 몰폴러지가 얻어진다. 또한 TPV 몰폴러지는 가교 시스템

및 EPDM 상의 가교도에 따라 달라진다. 페놀가교 시스템에

의해 제조된 전형적인 가교 EPDM 입자 크기는 0.5~5 μm 범

위이다.26 첨가제도 TPV 몰폴러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로서

카본 블랙을 첨가하면 동적 가교 후 EPDM 입자가 커진다.

TPV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EPDM/PP, 오일과 첨가

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형태의 고무 입자가 널리 분

포되어 심지어는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해석을 불능하게 하

기도 한다. 

5. EPDM/PP TPV 몰폴러지 전개

EPDM/PP 블렌드를 동적 가교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몰

폴러지 변화는 가교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2 TPV를 내부 혼련기와 이축 스크류 압출기에서 제

조하는 경우의 몰폴러지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컴파운딩 과

정에 사용되는 용융물 유동 메커니즘과 용융 온도는 서로 달

라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몰폴러지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 매치 혼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교제를 투입한

후 1분 내에 몰폴러지가 전개되는 반면, 이축 스크류 압축기

에서는 첫번째 니딩 블록에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축 스크

류 압축기에서 일어나는 TPV의 동적 가교는 배치 혼련기에

서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축 스크류 압축기에서는 여러가지

공정, 이를테면 PP, EPDM, 가교제 및 안정제의 용융, 교반, 분

산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배치 혼련기에서는 가교 전에

EPDM과 PP를 블렌드하기 때문이다. 

몰폴러지의 전개는 배치 혼련기에서 관찰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동적 가교 몰폴러지의 조사는 이를 이용한 것이 대부

분이다. 가교제를 투입하기 전에는 EPDM과 PP상의 점도를

일치시키고, 고무양이 많기 때문에 공연속 몰폴러지가 얻어

진다(Figure 4). 가교제를 투입한 후 얼마되지 않아 고무상의

점성과 탄성이 증가하게 되어 고무 연속상은 점점 길게 늘어

지게 되고, 이어서 마이크로젤 입자로 쪼개지게 된다. 따라서

상 역전이 일어나고 고무상이 열가소성 매트릭스에 잘게 분

산된 형태로 전개된다. 점도가 큰 방울이 변형되어 쪼개지기

위해서는 강한 응력이 작용되어야 가능하다. 회분식 혼련기

와 압출기에는 강한 전단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성이 매

우 큰 고무입자가 상대적으로 점성이 낮은 열가소성 매트릭

스에 잘게 분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

단응력과 신장 응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

다.33 가교가 시작되면 연속 고무상의 용융 점도와 전체 시스

Figure 6. Typical EPDM/PP TPV morphology investigated by electron micro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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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점도가 커지므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전단 및 신장 스트

레스는 아래와 같은 식에 따라 증가한다.

τ(t) = η
r(t) × γ (1)

σ(t) = ηe
r(t) × ε (2)

(1)식에서 τ(t)는 전단 스트레스, ηr(t)는 반응 시스템의 전단

점도, g는 전단 속도이다. (2)식에서 σ(t), ηe
r(t), ε는 각각 신

장 스트레스, 점도, 신장을 나타낸다. 점도와 스트레스가 동시

에 커져 고무상이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늘어나게 한다. 임

계 스트레스에 도달하면 늘어난 고무상에 잘게 쪼개지는 것

이다(Figure 4 참조). 

EPDM/PP TPV에서 EPDM과 PP의 상대적 조성에 따라 몰

폴러지 전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TPV의 성질에 큰 영

향을 미친다(Table 2 참조). P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가소

성 거동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므로 탄성율, 경도, 인장 줄음

율, 인장 강도 등이 커질 것이다. 조성, 구성 성분의 용융점도

와 탄성에서의 크기 외에도 열가소성 영역과 탄성체간의 젖

음 표면장력차와 열가소성 영역의 결정도의 비율, 탄성체 사

슬의 임계 엉킴 공간 등도 중요한 인자이다.34 열가소성 영역

의 결정도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열가소성 영역과 탄성체간

의 젖음 표면장력차와 탄성체 사슬의 임계 엉킴 공간이 줄어

들수록 인장강도와 최종 신율은 커지게 된다. 

가교 형태, 가교밀도 및 탄성체 입자 크기에 따라 TPV의 고

체상 성질이 달라지는 경향을 Figure 7에 나타냈다.34 Figure

7a에 나타냈듯이 분산된 입자의 크기가 TPV의 인장-응력 곡

선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7b

에 나타냈듯이 가교밀도가 클수록 인장 줄음율은 낮아지고 인

장 강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PV 시스템에서 분산된 탄

성체의 가교밀도를 크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EPDM/PP 기반 TPV의 변형 거동은 딱딱한 열가소성 연속

상에 연질의 가교 고무가 분산된 형태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탄성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가교된 고무 입자가 열

가소성 계면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구조이

기 때문이다. 유한 요소 모델링에 의하면 항복점은 분산된 고

무에 적도방향(가해진 힘의 직각방향)으로부터 시작된다.35

TPV를 최소 70% 연신하면 PP상은 항복점을 지나 변형된다.

변형되지 않은 PP상은 고무상을 붙잡는 아교 역할을 해서

TPV가 탄성 회복되도록 돕는다. PP상이 변형되지 않고 강체

모션을 한다는 설도 있고, EPDM 입자와 유사 연속 EPDM

상 사이의 얇은 PP 층이 변형되지 않은 PP영역에서 만들어

진다는 주장도 있다.36 서로 다른 상의 배향을 상세히 조사하

여 EPDM 고무상이 변형과정에서 연신되는 반면 가교된 고

무 입자와 경계한 PP만 변형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37 꽤

신빙성이 높은 변형 거동이 nylon-6/EPDM-g-MA 기반 TPV

를 이용하여 발표되었다.38 아마도 유사한 설명이 EPDM/PP

기반 TPV의 변형 거동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8에 나타냈듯이 열가소성 상이 연속적이지만 불균일

하게 변형된다. 변형은 적도 방향에 있는 고무입자 중 가장

얇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변형되지 않은 층은 고무 입자

를 잡아주는 아교 역할을 한다. 응력이 완화되면 연신된 고

무의 탄성력으로 변형 또는 휨에 의해 변형된 매트릭스가 복

원된다.

Figure 7. (a) Variation of stress-strain behavior according to rubber particle size and (b) effect of crosslinking density on mechanical

properties of EPDM/PP TPV.34

Figure 8. Deformation of EPDM/PP TPV by elongation followed

by stress r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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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PDM/PP TPV의 유변 거동과 성형

TPV의 가공은 유변 거동, 가공 장비 및 가공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열가소성 상이 연속상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TPV의 유변 거동은 열가소성 고분자(PP)의 성질에 의해 트

게 달라진다. TPV는 열가소성 상이 용융되는 온도에서 용융

되며,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성형법으로 성형할 수

있다. TPV는 가교를 시키지 않고 단순 블렌드한 시스템에 비

하여 점도가 높다. TPV는 전단 유동화(thinning) 거동이 크기

때문에 전단 속도가 낮은 경우 뉴턴 평탄면이 나타나지 않는

다. 따라서 가교된 고무입자가 상호작용된 네트워크에서 유

동이 일어나기 위한 임계 응력 혹은 항복 응력이 존재할 것

이다. TPV 용융물의 유변 거동는 주로 항복 응력에 의해 결

정되고 점도를 전단 응력의 함수로 나타내면 정량화시킬 수

있다.39 응력이 낮으면 상호작용하고 있는 고무입자 네트워크

의 작용에 의해 시스템이 탄성체처럼 거동한다. 항복 응력에

서 네트워크는 파괴되고 TPV는 역승모형에 따라 거동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중간 응력 하에서 TPV는 딱딱한 고무로 채워

진 PP 용융물과 같은 거동을 보이며 점도는 주로 고무의 양

에 따라 달라진다. 높은 응력에서는 열가소성 매트릭스의 유

변 성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PP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TPV

점도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국부적 전단 응력이 임계 유동 응

력보다 큰 영역에서만 성형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임계

응력보다 낮은 전단 속도에서 일어나는 저속 유동은 용융물

의 무결성을 보존하여 냉각 과정에서 부품의 형태를 유지하

게 한다.

카본 블랙, 실리카, 오일 등 필러는 분명히 TPV 유변 거동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많은 양의 오일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TPV의 경도를 낮추고 성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오일은 고체 상태에서 EPDM 상과 PP 비정질 상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용융 상태에서는 EPDM 상에서 빠져나 와 분

산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TPV 용융점도를 낮추어 성형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TPV의 성형 방법은 기본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형

방법과 같다. 열가소성 사출성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열

경화성 합성고무에 사용하는 사출성형과 최종단계에 가교 공

정이 생략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압출도 시트, 복잡한 프로파일, 튜브, 호스, 전기 절연 및 피

복 등을 제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황을 위

한 고가의 가교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최근

에는 물을 발포제로 이용한 발포 TPV 제품을 생산하는 압출

공정도 개발되었다. 열경화성 고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중공

성형, 열 성형 및 열 용접도 가능하다. 중공 성형에 의해 속

이 빈 TPV 제품을 생산면가교고무를 사출 성형하여 얻은 제

품과 유사하게 제조할 수도 있다.40

7. EPDM/PP TPV의 용도

현재까지 개발된 TPV의 용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 고무 제품 부품: 나선상 벨로우즈, 유연한 격막, 가스

켓, 씰, 압출 프로파일, 튜브, 마운트, 범퍼, 하우징, 밀봉 씰,

밸브, 쉴드, 흡입 컵, 토크 커플링, 진동 절연체, 플러그, 커넥

터, 캡, 롤러, 오일웰 주입 라인, 핸들 및 그립

자동차 엔진 룸: 공조 호스 커버, 연료 라인 호스 커버, 진

공 튜브, 진공 커넥터, 바디 플러그, 씰, 부싱, 그로밋, 전기 부

품, 나선상 벨로우즈, 스티어링 기어 부츠, 방출 튜브, 보호 슬

리브, 충격 절연체, 에어 덕트.

산업용 호스: 유압, 농업용 스프레이, 페인트 스프레이, 공

장 공기-물, 산업 배관.

전기용: 플러그, 응력 릴리프, 와이어 및 케이블 절연 및 피

복, 부싱, 인클로저, 커넥터 및 터미널 말단.

일반용: 바닥 및 장애자 안전, 비즈니스 제품, 스포츠 용품,

휴대용 주방 기기, 기타 감성 용품.

특히 재생 사용이 가능하고 우수한 가성 비를 갖고 있어

Figure 9. Applications of EPDM/PP TPV as automobile parts with emphasis on weather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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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M/PP TPV는 자동차용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Figure 9에 나타냈듯이 자동차의 여러 부품으로 사용되

고 있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열경화성 합성고무와 EPDM, 유

해성/고가 플라스틱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TPV의 양은 약 20만톤 정도이고, 웨더 씰을 중

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EPDM을 TPV로 대체할 경우 웨더 씰 부품의 중량을 25% 줄

일 수 있고, 수요에 맞추어 설계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

열가소성 탄성체 중 TPV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웨더

씰 뿐만 아니라 엔진 룸에서도 공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EPDM과 값비싼 열가소성 탄성체를 대체하고 있다. 공조 덕

트에 적용할 경우 종래 재료 대비 무게를 24~45% 낮출 수 있

음은 물론 가공에너지도 40% 절감할 수 있다. 

Conclusion

동적 가교된 고무 기반 EPDM/PP 블렌드 제품은 1972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인 오래된 제품의 하나이다. 그러나, 탄

성체 시장에서 이 제품은 가성 비를 맞추기 어려워 크게 주

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를 중심으로 재생 사용

의 중요성, 중량 절감과 저 에너지 공정의 필요성, 설계의 유

연성 등이 강조되면서 EPDM/PP 기반 TPV의 사용량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선택적 EPDM 가교시스템

의 개발과 첨가제 및 컴파운딩 공정의 발전으로 특정 용도에

부합하는 물성을 갖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

되었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

리 나라의 여러 기업체에서도 선진 EPDM/PP TPV 기술과 경

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PP와 EPDM 생산 기술은 세계적 경

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의 블렌드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 블렌드가 아니고 컴파운딩 과정에서

EPDM을 선택적으로 가교하면서 PP 연속상에 가교 EPDM 고

무 입자를 잘고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인자를 심층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교 시

스템 별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자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써 자동차 회사에서 요구하는 물성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

며, 해당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외화를 절감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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